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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, ‘위’에서 초 받지 않은 손님이 불쑥 우리 앞에 찾아온다. 이 이방인을

바라보는 이곳의 시선은 어떠할까? 반 로 그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?

간첩을 통해 드려다보는 지금 남한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초상화 <간첩

리철진>. 그 두번째 이야기.

북에서 간첩 리철진이 남파된다. 그러

나특수훈련을받고내려온이최고의

공작원이 황당하게도 어눌한 4인조

택시강도에게 장비와 공작금 일체를

빼앗겨 버린다. 이제 철진에게 주어진

시간은 단 일주일. 그동안에 그는 당

이 내린 임무(슈퍼 돼지 유전자 탈취)

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굶주리는 북

의 인민들을 구해야만 한다. 남파된

첫날부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치욕적

인 일을 경험하고 철진은 삭막하기만

한 남한의 풍경에 잔뜩 주눅이 들어

버린다. 그러나 오선생의 집에서 만난

오선생의딸화이를통해그의고립감

간첩리철진



3월 9일 양수리 종합촬 소. <간첩 리철진>의 촬 이 한창 진

행중인 촬 소내 7번 스튜디오에는 오선생의 집이 단층으로

아담하게 지어졌다. 이 날 촬 은 철진이 화이를 처음 만나는

장면과다음날가족들이모두나가고혼자서시간을보내는철

진의 장면이 촬 되었다. 집안은 가구들부터 주방기구들까지

세세하게갖추어져있었고응접실에는오선생과김여사, 화이

와우열의커다란가족사진도걸려있었다. 

이날의 장면들은 장진 감독이 스스로‘사람의 호흡이 담기

는핸드헬드’라고말했던바로그핸드헬드로모든촬 이이

루어지고 있었다. 핸드 헬드지만 시선과 동선 등을 세 하게

구분하여잘게나눠찍고있었기때문에그리길지않은장면들

도비교적컷수가많았다. 계속해서카메라의앵 이바뀌었고

30평 남짓한 집안에서 스탭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 다. “어,

감독님이 약한 모습을!”어쩌다가 감독이 재촬 을 외치면 현

장에들른 화사관계자들이농담을건낼정도로촬 은거의

NG 없이빠른속도로진행되었다. 연극무 연출의경험에서

오는 것일까? 장진 감독은 현장에서 주위 스탭들에게 농담을

건내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작업을 했다. 그 속에서 스

탭들의팀웍은키노와의첫번째만남때보다더견고해져있음

을느낄수있었다. 

“그는 첩보활동을 위해 북에서 교육을 받고 남한에 내려오

지만정작남한에서의실상은그가교육받은내용과는많이달

라요. 북에선 파란불에 길을 건너라고 배웠지만 실제로 남한

사람들은 신호등에 상관 없이 길을 건너는 것이 바로 그런 예

죠. 겉으로드러나는것안에숨겨진부조리같은겁니다.”

철진 역을 맡은 유오성은 리철진이 남한에 와서 겪게 되는

혼란은바로서로상이한문화가만나면서일어나는문화충격

같은 것이라고 말한다. 그렇다면 돈이면 뭐든 해결된다는 이

곳, 그리고이념이그무엇과도바꿀수없는가치인그곳. 이

전혀다른공간에서살아온화이와철진을이어주는고리는어

떤것일까? 

<간첩리철진>에서철진과화이의에피소드들은좌충우돌의

코미디안에서다른톤의이

야기들을 만들어낸다. 그것

은그의재치어린농담들속

에 숨겨진, 아직도 소박하게

자신의 순수함을 지켜가는

이들에 한장진감독의애

정어린 시선에서 비롯되는

따뜻함일것이다.  

<간첩 리철진>은 3월 25

일뒤늦게기승을부리던마

지막겨울추위와싸우며난

코스 던 리철진의 바닷가

침투 장면의 촬 도 무사히

끝냈다. 리철진과 오선생이

유전자 연구소에 침투, 슈퍼

돼지 유전자를 탈취하는 장

면을 비롯한 막바지 촬 을

마무리하는 4월 초부터 한

달여의 후반작업을 거친 뒤

<간첩 리철진>은 5월 중순

개봉할예정이다. 

취재장훈기자∙사진최정우

은점차줄어든다. 이제리철진은자신의임무를완수하기위해오선생과연구소로향한다.  


